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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연 Lee Hyang－yeon 

홍익대학교 미술학(회화) 석사  

신라대학교 미술학 학사 

 

■ 개인전 20회 

2017 초대개인전, ADM커뮤니티갤러리, 서울 

2017 초대개인전 ,부산미협 창작지원금 선정, 부평아트스페이스, 부산 

2017 초대개인전, 고아트두홀갤러리, 부산 

2017 초대개인전, 보드레안다미로 갤러리, 서울 

2017 개인전, 갤러리27, 의왕 

2017 석사학위청구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7 초대개인전, 금보성아트센터, 서울 

2017 초대개인전, 아우라갤러리, 양산 

2017 초대개인전, 아트리에갤러리, 안양 

2016 초대개인전, 부산대치과병원갤러리, 부산 

2016 초대개인전, 청림갤러리, 광명 

2015 개인전, 혜원갤러리, 인천 

2015 초대개인전, EW갤러리, 서울 

2015 초대개인전, 아트스페이스너트, 서울 

2014 개인전, 로터스갤러리, 부산 

2013 개인전, BEXCO Bfaa Art Fair, 부산 

2012 개인전, BEXCO Bfaa Art Fair, 부산 

2012 개인전, SETEC 미술과비평, 서울 

2011 개인전, BEXCO 부산국제아트쇼, 부산 

2009 개인전, 해운대문화회관, 부산 

■ 해외전 

2017 워싱턴한국문화원초대전, 워턴한국문화원, 미국 

2017 뉴욕어퍼더블 아트페어탑텐중4위선정, 뉴욕 첼시,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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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rt 20Edition Shopping, Carrouse Du Louvre, 프랑스 

2017 ART MORA OPENCALL EXHIBITION , 아트모라 뉴저지갤러리, 미국 

 

■ 단체전 

2018 비전 꿈과사랑전, 가이아갤러리,서울 

2017 신우회 100호전, 부산대학교아트센터,부산 

2017 생애‘첫’소장 경험展, 에코락갤러리, 서울 

2017 하늘빛 프로젝트, 보드레안다미로갤러리, 서울 

2017 SNS x 명동로드갤러리 75인전 ,금보성아트센터, 서울 

2017 서울뷰티인그레이스글로벌전시회, 한경갤러리, 서울 

2017 명동 예술과 만나다, 로드갤러리, 서울 

2017 시시각각전, 에코락갤러리, 서울 

2017 아티스트카달로그레조네 오픈기념전,에코락갤러리,서울 

2017 그림그대로 아트프린터전, 갤러리오,서울 

2017 미술! 삶에들다전,부산시민회관전시실, 부산 

2017 앙데팡당2017, 문화본부갤러리815,서울 

2016 The beginning전, 애코락갤러리,서울 

2016 아트리에갤러리 공모작가전, 아트리에갤러리,안양 

2016 금보성아트센터 공모작가전, 금보성아트센터,서울 

2016 나의 보물상자전, 갤러리아라,부산 

2016 롯데아트스튜디오 아트마켓‘LASAM’, 롯데갤러리,일산 

2016 제3회강의의미전, 을숙도낙동강문화원,부산 

2016 대명 초대기획전, 대명갤러리,거제 

2016 일상의 행복 여름 소품전, Hart갤러리,서울 

2016 미술! 삶에들다전, 부산시민회관 전시실,부산 

2016 부산미술가협회 썸머축제선물전, 해운아트갤러리,부산 

2016 50Manwon Mordern Art Exhibition, 홍연아트센터,의정부 

2016 신우회 그룹전, 금련산갤러리,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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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라대학교 동문전, 부산시청전시실,부산 

2015 An’c 4crafts Art Fair7th, 아트앤 컴퍼니알뮤트1917,서울 

2015 갤러리 엠 작가공모전시, 갤러리엠,서울 

2015 키똑전, 키다리갤러리,대구 

2015 Spring;봄전, 갤러리에클레,서울 

2015 세개의 감성전, Spacenamu,양산  

2014 a.Mazeing 숨은그림찾기전, YVUA Arts,서울 

2014 크리스마스선물 소품전, EW 갤러리,서울 

2014 행복에세이전, 대안공간눈,서울 

2014 거리소통 프로젝트 작가미술장터,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서울 

2014 ‘판’전, 인사동 우림갤러리,서울 

2014 신진정예작가 15인전, EW갤러리,서울 

2014 회화표현의 확산전, 부천시의회갤러리,부천 

2014 즐거운 시작전, 인사동 희수갤러리,서울 

2013 한국미협정기전, 한가람미술관,서울 

2013 한국회화위상전, 인사동 서울미술관,서울 

2012 신라대학교 Art Festival, 부산 디자인센터,부산 

2011 빛의 오로라전, 인사동 스카이연갤러리,서울 

2010~2012 타워 현대여성 작가전, 부산타워갤러리,부산 

2006~2015 부산미술제& 회화제, 부산문화화관,부산 그외 다수 

■ 아트페어 

2018 MANIF24서울국제아트페어 예정,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서울 

2017 서울아트쇼, COEX,서울 

2017 뉴욕어퍼더블 아트페어, 뉴욕 첼시,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미국 

2017 Art shopping –20 Edition , Carrousel du Louvre, Paris, 프랑스 

2016 서울아트쇼, COEX,서울 

2015 부산국제아트페어, BEXCO,부산 

2014 대구아트쇼, EXCO,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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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LA 아트쇼, LA 컨벤션센터,미국 

■ 수상 

제40회 목우공모대전 입상 

제30회/40회 부산미술대전 2회 입상 

제11회/13회 나혜석 미술대전 2회 입상 

제18회/19회/22회 금강미술대전 3회 입상  

제11회 정수미술대전 입상 그 외 20여회 공모전 특,입상 

 

 

 

■ Collaboration 

아리랑TV 방송작품협찬 <Foreign Correspondents>  

tvN 방송작품협찬 드라마<디어 마이 프렌즈>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작가<회화 스카프> 

현재>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신우회 

작품소장처> KT광진지사,금보성아트센터,시원신경외과,부산대학교치과병원,동원과학기술대학, 개인소장다수  


